
ESW2-550X 스위치에서 재부팅 및 공장 재설정 
목표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스위치의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새로 고칠 때 재부팅해야 합니
다.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정기적으로 재부팅하는 것이 좋습니다.재부팅은 유지 관리 또는 문제
해결 용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본 재설정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제거하고 원래 기본 설정으
로 복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ESW2-550X 스택형 관리 스위치의 웹 구성 유틸리티 및 하드웨어 재설정 버튼
을 통해 재부팅하고 공장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ESW2-550X 
· ESW2-550X-DC
  

소프트웨어 버전
 

·v1.2.9.44
  

웹 구성 유틸리티를 통한 재부팅 및 공장 초기화
 

1단계.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관리 > 재부팅을 선택합니다.Reboot(재부팅)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Reboot(재부팅) 필드에서 원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즉시 — 이 옵션은 디바이스를 즉시 재부팅하거나 복원합니다.
 



 
·날짜 및 시간 — 이 옵션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스위치를 재부팅하거나 복구해야 하는 일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 Days, Hours and Minutes(수신, 일, 시간 및 분) - 이 옵션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스위치를
재부팅하거나 Days, Hours and Minutes(일, 시간 및 분) 드롭다운 목록에서 복원할 일, 시간
및 분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Factory Default(공장 기본값)는 스위치의 모든 시작 컨피그레이션과 실행 중인 컨피그레
이션을 삭제합니다.스위치가 초기 기본값으로 복원되어야 하는 경우 3단계를 진행하거나 4단
계로 건너뜁니다.
 

 
3단계. Restore to Factory Defaults(공장 기본값으로 복원) 확인란을 선택하여 스위치를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4단계. (선택 사항) 재부팅 시 시작 컨피그레이션을 삭제하려면 Clear Startup Configuration
File(시작 컨피그레이션 파일 지우기)을 선택합니다.
 
5단계. Reboot(재부팅)를 클릭합니다.
  

Reboot(재부팅) 및 Factory Reset through Hardware Reset(하드
웨어 재설정 버튼을 통해 공장 재설정) 버튼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또는 암호가 손실되었거나 장치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경우 하드웨어
재설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하드웨어 재설정을 수행합니다.
 
1단계. 스위치를 켜고 RESET 개구부에 핀 또는 클립을 삽입합니다.
 
2단계. 스위치를 재부팅하려면 RESET 버튼을 누르고 놓습니다.공장 기본값으로 복원하려면
재설정 버튼을 10초 이상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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